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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주요 갈등DB 구축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갈등

DB 구축 및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4개 기관 갈등DB와 국외의 3

개 기관 갈등DB(독일의 KOSIMO 갈등DB, 아프리카 사회갈등 갈등DB(SCAD), 유럽 시위 및 

진압갈등DB(PCD))를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갈등DB 구축방법의 국제비교에 따른 우리나라에

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갈등DB는 주로 국내의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데 반해, 외국 갈등DB는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들의 사회갈등이나 국제분쟁 등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둘째, 갈등DB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갈등DB도 갈등DB 구축

시 나타나는 일반화의 문제 등 DB 구축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갈등DB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DB 구축시 갈등코드북을 공

개하여 갈등DB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갈등DB의 코딩방식을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

램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곱째, 갈등DB 유형구분을 보다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내 갈등DB 자료 공개와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축된 갈등DB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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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잠재된 갈등이 표면화되는 과정

에서 갈등의 양상은 개인적 비폭력적 피켓시위에서부터 대규모 폭력적 유혈 시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을 어떠한 기준으로 유형구분(typology)을 하느냐

에 따라 동일한 갈등현상도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복잡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Salehyan et al., 2012). 이는 갈등현상을 기록하는 DB화 과정에서의 유형구분 기준에 

따라 갈등현상이 단순하게도 복잡하게도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갈등DB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먼저, 갈등해결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갈등당사자들이 각종 갈등정보 이용이 용이하고, 

갈등조정자들에게 다양한 갈등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조정의 전문성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갈등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학문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당사자의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광

구･김동영, 2012). 

국내에도 여러 가지 갈등DB가 구축되어 활용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학술적인 연

구를 위하여 구축된 경우도 있고(하혜영, 2007; 임동진, 2011; 박관규･주재복, 2014; 박

치성･정창호, 2014), 기관차원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갈등사례들의 정보를 구축한 경우도 있다(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선문대 정

부간관계연구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등). 

갈등연구는 크게 보면 다양한 갈등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연구를 위한 양

적 연구(Buhaug & Rod, 2006; Collier & Hoeffler, 2002; Elbadawi & Sambanis, 2000; 

Hendrix & Glaser, 2007)와 특정 갈등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질적 연구

(Collier & Sambanis, 2005)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갈등연구는 1990년

대 이후 개별적인 갈등사례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많이 진행해 오다 2000년대 중반부터

는 갈등DB를 구축하는 연구로도 발전해 오고 있다. 갈등연구의 질적 연구는 많은 갈등

현상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반해, 갈등DB를 활용한 양적 연구

는 갈등현상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설명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갈등DB 연구는 갈등DB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갈등현상의 일반적

인 경향을 설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갈등DB 구축과정에서의 DB자료의 신

뢰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김지수･조은영･심준섭, 2015; 류도암･이

선우･김광구, 2015). 외국의 경우는 Sorokin(1937)에 의해 시작된 갈등DB 연구1)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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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구축방법과 더불어 갈등DB 자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Nam,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갈등DB는 향후 어떻게 구축되

고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문제가 본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주요 갈등DB 구축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

라 갈등DB 구축 및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DB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등 심도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4개 기관의 갈등DB(한국행정연구

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

소) 구축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갈등DB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국외의 3개 

기관의 갈등DB(독일의 KOSIMO 갈등DB, 아프리카 사회갈등(SCAD) DB, 유럽 시위 

및 진압갈등(PCE) DB)를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갈등DB 관련 선행연구 검토

먼저, 국내의 갈등DB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갈등DB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연구와 갈등DB에 따른 역할 및 과제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갈등DB를 개

인차원에서 구축하여 활용한 연구에는 하혜영(2007), 임동진(2011), 박관규･주재복

(2014), 박치성･정창호(2014) 등이 있고, 기관차원에서 DB를 구축하여 활용한 연구에는 

가상준 외(2009), 권경득 외(2016)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갈등DB를 개인적으

로 또는 기관별로 구축하고 갈등DB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갈등현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갈등DB에 따른 역할과 과제에 대한 연구로

는 김광구･김동영(2012), 류도암･이선우･김광구(2015), 김지수･조은영･심준섭(2015) 등

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갈등DB가 필요하며, 갈등DB의 속성과 역할, 활성화에 따른 향

1) 갈등DB 활용한 최초의 계량적인 연구는 Pitrim A. Sorokin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1937),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1942), Lewis Fry Richardson (Statistics of Deadly Quarrels, 

1960)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갈등의 사례를 코드화하고 이를 통해 갈

등이 발생하는 이론적인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으며,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그 이후 60년간 갈등DB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1990년에 Singer(1990)를 시작으로 재개

되었다. Levy(2000)는 갈등사례를 보다 정교하게 코드화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적절한 갈등사례의 부적절한 코드화와 유형구분으로 인해 갈등DB자료의 신뢰성 및 갈등현

상을 진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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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외의 갈등DB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갈등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새로운 갈등상황에 대응하면서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는 갈등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flict)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있다

(Simpson, 1985). 둘째는 갈등(위기)을 발생시키는 국제적 사건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평

화유지조직들(peace-keeping organizations)에게 조기에 갈등경고를 줄 수 있는 조기경

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Merritt et al., 1993). 셋째는 다

양한 갈등사례에서 일반적인 규칙성과 원칙을 찾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갈등의 확산

과 감소를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Mallery & Sherman, 1993). 마지막은 

갈등관리행동(conflict management actions)에서 규칙성과 원리를 탐지하고 이러한 갈

등관리 지식을 이후의 여러 갈등관리 방안들에 적용하여 갈등해결의 성공 가능성을 높

이는 연구들이 있다(Bercovitch et al., 1991; Bercovitch & Houston, 1993; Bercovitch 

& Lamare, 1993; Bercovitch & Langley, 1993; Bercovitch & Wells, 1993). 

국내의 갈등DB는 주로 국내의 공공갈등(분쟁)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 국

외의 갈등DB는 국제적 분쟁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외 주요 갈등

DB에는 ①Correlates of War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atabases(Gochman & 

Maoz, 1984); ②International Crisis Behavior(ICB) project(Brecher et al., 1998; 

Wilkenfeld et al., 1988); ③COPDAB databases (Azar, 1980); ④Event Data Sets of the 

KEDS and PANDA Projects(Schrodt & Davis, 1994; Vogele, 1994; Bonel et al., 1994); 

⑤SHERFACTS database(Sherman, 1988); ⑥KOSIMO database of conflicts(Pfetsch & 

Billing, 1994); ⑦CONFMAN database of conflict management attempts(Bercovitch & 

Langley, 1993) 등이 있다. 또한 Rodik et al.(2003)은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의 정치위기

와 갈등에 관한 주요 DB들을 관찰수준과 관찰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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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외 주요 DB갈등 현황

관찰수준(The level of observation)

국가수준 국제수준 국가･국제수준

관찰의 
주제
(The 

subject 
of 

observ
ation)

정치적사건,
위기 및 

갈등의 설명

￭State Failure
￭Don
￭DON – 2nd dataset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Ⅱ - 2nd part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Ⅱ - 2nd part and 
Ⅲ - 2nd part

￭COPDAB
￭IPI
￭European Protest and Coercion Data
￭Minorities at Risk
￭Partition as a Solution to Ethnic War
￭ACI: MAC

￭Don – 3nd dataset
￭KOSIMO
￭ACI: DMI, PIE
￭COW: Intra- State 
Wars, Extra-State 
Wars, MIDs

￭BCOW

￭COPDAB
￭WEIS
￭GEDS
￭KEDS
￭Armed Conflict 
Dataset

￭ICB (context and 
crisis description)

행위자의 
구조적 속성
(국가수준)

￭Polity
￭CIFP
￭DON – 1st dataset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Ⅰ,Ⅱ - 1st part and 
Ⅲ - 1st part 

￭ACI: FDP
￭COW: Material Capability, 
Inter-State Wars, Territorial Change

￭ICB (attributes of actors)

￭ACI: BTF, CIO, 
Arms Trade

￭COW: Formal 
Interstate 
Alliances, IGOs, 
Contiguity, 
Attributed 
Diplomatic 
Importance

￭FIRST

 출처: Rodik et al.(2003: 17)에서 재인용.

2. 갈등DB 구축의 주요쟁점 및 방향

1) 갈등DB 구축연구의 주요 논의

국내의 갈등DB 구축연구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주로 갈등DB의 활용 및 활성화하

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갈등DB 활용측면에서는 ①제도의 개선, ②갈

등해결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③전문가들의 자료활용, ④갈등관리시스템 평가자

료에의 활용, ⑤체계적인 연구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광구 외, 2012). 다음으로, 갈등DB 

활성화 측면에서는 ①무임승차자의 문제, ②정보공유의 문제, ③공동의 목표 및 실행방

안 마련의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갈등DB 자료가 

준공공재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갈등DB의 공개 정도를 공익과 사익 간 어떤 균형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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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출 것인가의 문제와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보공유의 문제는 각 기관의 갈등DB가 동일한 갈등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분석기준과 

시점에 따라 정보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갈

등DB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DB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전략적인 협업

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갈등DB 정보 공유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할 것인

가, 정보공유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분담문제, 지식공유의 보상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목표 수립 및 실행방안 마련의 문제는 각 기관마다 DB구축의 지

향 목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DB 자료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수립이 

필요한데, 추상적이고 모호한 목표수립으로는 실질적인 기관간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보다 구체적인 공동의 실천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류도암 외, 2015). 

국외의 갈등DB 구축연구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주로 구축이나 활용2)보다는 갈등

DB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논의되고 있다.3) 갈등DB 

구축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①갈등유형 구분에 따른 일반화(generalization of 

categories of events), ②정보의 손실(loss of information), ③적절한 자료출처의 부족

(lack of adequate sources)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갈등을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하

는 것은 갈등을 지나치게 일반화와 자의성으로 인해 갈등자체가 갖고 있는 세부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갈등을 유형화화는 것은 갈등의 개별현상을 세분화

하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고, 지나친 일반화와 자의적인 부정확성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4) 결국 갈등의 유형화는 복잡한 갈등현상을 단순한 자료형태로 구조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되는 갈등DB 자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가 야기

2) 갈등자료를 코딩하는 것은 갈등연구 분야 자료수집의 핵심적인 부분이다(Woolley, 2000). 갈등코딩

은(예를 들어, 국가간의 군사적 갈등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함) 갈등을 비교분석을 하는데 매우 의미

가 있다. 그러나 갈등사례의 표본이 작은 경우 작은 표본 연구에 따른 잠재적 편견(potential 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King, Keobhae, & Verba, 1994). 예를 들어 항의시위나 폭력 등의 대표

적인 갈등DB인 “Cross-National Time Series, 1815-1999”(Banks, 2001),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Taylor & Jodice, 1983)가 대표적인 예이다. 위의 두 갈등DB는 갈등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갈등연구를 더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국외의 경우도 역시 갈등DB 자료구축 및 활용에 많은 초점이 있으며 갈등DB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

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Nam, 2006: 280). 

4) 갈등DB에서는 항의시위(protest)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인에 따라서 12개 정도로 유형화한다. 예를 

들어, 갈등유형은 ①기본 특성(정치적/사회적), ②폭력의 수준(level of violence), ③참여자의 특징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④참여자 수, ⑤갈등대상(target), ⑥목적(purpose), ⑦범위(scope), ⑧

자발성 정도(level of spontaneity) 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축된 갈등DB의 최종적인 산출물은 갈

등유형 구분에 따라 주어진 기간 내에 빈도수가 나타나게 된다(Na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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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첫째, 항의시위 갈등유형 구분은 자의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코딩방

식이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의 갈등을 여러 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

능하거나 또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DB코딩 과정에서 가치 있는 상세

한 갈등정보가 소실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연구자가 갈등사례를 정리하거나 재

코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한다(Nam, 2006). 

다음으로, 갈등의 발생내용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일 년 단위로 DB화하는 것은 상세

한 분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갈등DB들은 연 단위로 갈등을 집계하고 있다. 이

는 분기별, 월별, 주별, 일 단위로 분석할 가능성을 제한하게 한다. 예를 들어, Banks의 

갈등dataset(2001)을 보면 1990년에 2번의 폭동(riot)과 4번의 반정부시위 갈등이 있었

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1990년의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따라서 연 단위로 집계하는 갈등DB는 갈등사례의 정보제공 측면에서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갈등정보를 위해서는 매일 단위로 갈등의 변화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당수의 갈등DB 자료들은 갈등DB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출처의 수

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통 1∼2개 정도의 자료에서 갈등자료가 추출된다. 예를 들어 

Prodat의 경우 2개의 독일신문을 토대로 조사되었다(Kriesi et al., 1995). 이처럼 제한적

인 자료출처는 갈등에 대한 언론기관 간의 보도차이로 인한 코딩편견(coding bias)을 발

생시킬 있다(Woolley, 2000). 

2) 갈등DB 구축의 새로운 방향

위에서 논의된 갈등DB 구축의 문제점(①갈등유형구분에 따른 일반화(generalization 

of categories of events), ②정보의 손실(loss of information), ③적절한 자료출처의 부

족(lack of adequate sources)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①일반화를 최소화하는 갈등코딩 방식, ②갈등과 자료출처에 대한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 ③자료출처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Nam, 2006). 각 해결방안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유형 구분의 비일관성 문제는 유형구분보다는 갈등 그 자체의 내용을 상세

하게 기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하나의 갈등사례는 갈등지속기간, 참여자 수, 목적, 

대상, 재산적 손해 등 자세한 갈등정보를 포함하는 갈등DB로 구축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축된 갈등DB는 갈등DB 사용자로 하여금 갈등유형화로 집계된 자료가 아닌 각 

갈등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갈등DB에 포함되어야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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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는 ①갈등발생 및 종료 날짜, ②반대시위의 형태, ③갈등대상, ④갈등쟁점, ⑤갈등에 

대한 간단한 요약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시위와 진압(protest & coercion)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는 ①시위자 수, ②부상자 수, ③체포자 수, ④사망자 수, ⑤참여경찰 수, ⑥경찰 

부상자 수, ⑦경찰 사망자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관련해서는 자료

출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①신문사의 이름, ②발행날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연 단위 자료 집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단위로 갈등의 변화양상을 

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시위가 있을 경우 하루는 캠퍼스 내에서, 

다른 하루는 캠퍼스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시위형태도 단순집회(rally)인지 폭동(riot)

인지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 단위로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상세한 자료를 연구자들이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출처의 제한에서 오는 문제는 관련 자료출처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시위 및 진압 DB자료(Protest & Coercion Data: 

PCD(http://web.ku.edu/∼ronfraud/data)’는 대략 500개의 신문자료, 무역간행물, 

Lexis-Nexis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에 따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더 정확하고 

많은 갈등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1980∼1982년의 시위는 PCD자

료에서는 975개로 기록하고 있으나 World Handbook는 202개로 기록하고 있고, Banks’ 

data(1991)에서는 0개로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뉴스출처의 경우 이념성향에 따라 기

사화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뉴스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많은 경우는 중앙신문보다는 지방신문이 더 상세하게 보도한다. 중앙신문은 주

로 국가전체나 세계의 이슈들이 중심인데 반해, 지방신문은 지역의 각종 이슈들을 상세

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의 1990∼1991년의 갈등의 수와 

집단시위자의 규모에 대해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Nam, 2006: 285). 

Ⅲ. 국내 갈등DB 구축현황 분석

1. 우리나라 갈등DB 비교기준 설정

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갈등DB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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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6)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7) 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

소8)로 모두 4개 기관이다.9) 4개의 연구기관별(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

터,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정책갈등 DB의 구축현

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DB 비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기관별 갈등DB를 비교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DB분류기준을 

비교의 준거로 삼고자 한다. 연구기관별로 약간씩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4개의 연구기

관이 갈등DB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갈등DB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10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①갈등사례 선정기준, ②갈등지역, ③갈등지속 기간, ④갈등원인

5)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행정･정책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창출해 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사회 및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수요의 증가로 

2007년 1월에 ‘협력･갈등연구단’ 연구 부서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9월에 국무총리실 갈등관리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대통령령 제21185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갈등에 대한 인

식전환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0년 1월에 국무총리실 갈등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교육을 수행하고 있다(www.kipa.re.kr/conflict/). 

6)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공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

의 실무적 능력과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이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로는 ①갈등의 발생과 해결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학제적 연구, 

②갈등해결 기법의 교육 및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③바람직한 갈등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④합리적인 갈등해결 문화의 정착, ⑤출판 및 국내외 학술교류 등 인문사회분야 및 융･복합분야의 

연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http://www.ducdr.org). 

7)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IGR)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정책 추진 상의 공공갈등 해결과 

지역문제에 대한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공공갈등 사례연구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갈등예방 및 해결을 제시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갈등 연구의 

지식기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

다(www.igr.or.kr).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공존과 협력으로 변환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 그리고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연구소는 

공공부문의 정책분야에서 나타나는 각종 갈등과 협력에 대한 이론과 처방적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갈등과 협력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다양한 정책갈등사례 및 선행 연구자료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융합연구와 기초연구의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www.ricc.or.kr). 

9) 물론 이외의 기관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국

민통합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도 공공갈등 DB를 1991∼2015년까지 81건

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일반국민이 아닌 공무원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어 접근

성이 제약되어 있다. 

http://www.ri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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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⑤갈등주체(당사자), ⑥갈등유형(영역, 주제), ⑦갈등의 강도, ⑧갈등해결방법, ⑨

갈등사례수, ⑩DB공개여부, ⑪갈등코드북 존재여부, ⑫갈등코드북 공개여부, ⑬DB구축 

목적, ⑭DB 활용 방향 등). 

2. 우리나라 갈등DB 구축현황 비교분석

각 연구기관별 갈등DB를 갈등DB 분류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갈등사례 선정기준을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는 갈등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종 방송 

및 신문기사 등 언론자료, 연구논문 및 보고서, 지역관보, 각종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모

든 갈등자료를 갈등DB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는 일정한 조건(연인원 500명이상, 100명이상 1회 집회이상, 갈등기간 7일 이상)을 갖추

고 있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는 갈등 중에서도 

정부와 민간 간, 정부와 정부 간(민간-민간 갈등 제외)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둘째, 갈등지역을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관계연구소는 주로 광

역자치단체 수준까지 갈등지역을 구분하는데 반해,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공존협력연구

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갈등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갈등지속 기간을 비교하면, 갈등지속 기간은 갈등발생시점과 갈등종결시점

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알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갈등발생시점과 종료시점으로 DB

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분쟁해결연구센터나 정부간관계연구소, 공존협력연구소는 갈

등발생시점, 갈등종료시점, 갈등지속일수를 각각 DB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갈등의 원인(성격)을 비교하면, 갈등의 원인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과 분쟁해결연구센터

는 각각 ①이익-이익, ②가치-가치, ③이익-가치(가치-이익)으로 구분하는데 반해, 정부

간관계연구소는 ①자원갈등(님비-핌비), ②권한갈등(사무-관할구역), ③정책갈등(가치-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고, 공존협력연구소는 영역별로 따로 구분없이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갈등의 주체(당사자)를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과 분쟁해결연구센터 모두

는 갈등의 주체를 ①정부-정부, ②정부-민간, ③민간-민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정

부간관계연구소는 ①정부-정부, ②정부-민간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공존협력연구소는 

세부분류 기준없이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하고 있다. 여섯째, 갈등의 영

역(유형, 주제)을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은 갈등의 영역을 10개로 세분화한데 반해, 

분쟁해결연구센터는 6개, 정부간관계연구소는 15개 정책영역, 공존협력연구소는 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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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기준 없이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을 DB를 구축하고 있다. 일곱째, 갈등의 강도(참여자

수, 갈등지속기간)를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과 공존협력연구소는 갈등의 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갈등 DB를 따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분쟁해결연구센

터는 갈등의 강도를 참여자수, 갈등지속기간으로 DB화를 하고 있고, 정부간관계연구소

는 갈등지속기간을 DB로 구축하고 있다. 여덟째, 갈등해결 방법을 비교하면, 한국행정

연구원은 갈등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하는데 반해,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0가지의 해결방

법을 활용하고 있고, 정부간관계연구소 역시 다른 방식의 3가지의 해결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존협력연구소는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DB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갈등사례 수집기간과 사례수를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은 

1963년부터 2015년까지 1,039건이고,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103건이고, 정부간관계연구소는 1948년부터 2014년까지 2,030건이고, 공존협력연구

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70건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갈등DB 공개여부를 비교하

면, 한국행정연구원, 분쟁해결연구센터, 정부간관계연구소, 공존협력연구소는 4개 연구

기관 모두 갈등 DB자료를 부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열한 번째, 갈등DB 구축을 위한 

코드 북 여부를 비교하면, 4개 기관 모두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갈등DB 코드 북

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DB코드북이 공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4개 기관 모두 공개하

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갈등DB 구축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국행정

연구원은 자체연구사업인데 반해, 나머지 3개 기관은 모두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이나 토대기초사업 등 외부기관의 연구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향후 갈등DB 활용방향을 비교하면,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원 자체 참

고자료 및 공무원들의 갈등사례 활용이 주요한 목적인데 반해, 나머지 3개 기관은 기본

적으로 DB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동시에 갈등동향 파악 또는 연구논문의 자료나 서적

발간을 위해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위에서 논의

한 4개 연구기관별 갈등DB 구축내용을 비교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10) ①갈등코드북 존재여부, ②갈등코드북 공개여부, ③갈등DB 구축목적, ④갈등DB 활용방향 등을 파

악하기 위해 본 논문의 연구자는 4개 기관(한국행정연구원은 K박사, 분쟁해결연구센터 K교수, 정

부간관계연구소 L박사, 공존협력연구소 K박사)의 박사급 연구진들과 전화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화인터뷰 조사는 2017년 2월 1일(1일 동안)에 걸쳐 실시되었고, 전화인터뷰는 약 30∼35분이 

소요되었다. 전화인터뷰조사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표 2> 하단부분에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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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갈등DB 구축현황 비교(2016년 12월 현재)

DB 분류기준
한국행정연구원-갈등

사례 DB
분쟁해결연구센터-공공분쟁D

B
정부간관계연구소-공공정책 

갈등DB
공존협력연구소-갈등지

도 DB

갈등사례 선정 기준 모든갈등 규모가 큰 갈등 정부-민간(정부)갈등만 모든갈등

갈등지역 광역지역 기초지역 광역지역 기초지역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발생/종료시점
발생/종료시점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갈등지속기간

갈등원인
(성격)

이익, 가치갈등 이익, 가치갈등 자원, 권한, 정책갈등 간략설명

갈등주체
(당사자)

정부(민간)-민간(정부 정부(민간)-민간(정부 정부-민간 간략설명

갈등유형(영역, 주제) 10개주제 6개유형 15개영역 간략설명

갈등의 강도 없음
참여자수,

갈등지속기간
갈등지속기간 없음

갈등해결방법 완료/미완료 10가지 해결방법 3가지 해결방법 없음

갈등사례 수집기간 1963년-2015년 1990년-2015년 1948년-2014년 2000-2014

갈등사례 수 1,039 1,103 2,030 70

DB공개여부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갈등코드북 존재여부 존재 존재 존재 존재

갈등코드북 공개여부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갈등DB 구축 목적 및 
근거

한국행정연구원 
자체연구사업

(2011년∼현재)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사업
｢한국공공분쟁DB구축사업｣

(2005∼2014년)

한국연구재단 
토대기초사업

｢공공정책갈등DB구축사업｣
(2013∼2015년)

한국연구재단
토대기초사업

｢갈등사례DB구축사업｣
(2016년∼현재)

갈등DB 활용 방향
연구원 자체 참고자료, 
공무원 사례 활용자료

DB자료 공개, 연구논문발표, 
DB자료 공개, 연구논문발표, 

서적발간
DB자료공개,
갈등동향 파악

3. 우리나라 갈등DB 구축방법의 주요특징

우리나라 4개 기관(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선문대 정부간관계연

구소, 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의 갈등DB 구축현황 비교에 따른 우리나라 갈등

DB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기관마다 각자의 DB 구축목적에 맞게 다양한 갈등사례를 갈등DB화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행정연구원과 공존협력연구소는 언론자료, 연구논

문 등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에 대해 갈등DB를 구축하는데 반해, 분쟁해결연

구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분쟁에 대해서만 갈등DB를 구축하고 있고, 정부간관계연

구소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간(민간-민간 간 갈등 제외)의 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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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각 연구기관이 갈등DB는 갈등사례 대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

째, 연구기관별로 갈등DB를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통상 8∼10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갈등사례 선정기준, ②갈등지역, ③갈등지속기간, ④갈등원

인(성격), ⑤갈등주체(당사자), ⑥갈등유형, ⑦갈등의 강도, ⑧갈등해결방법인데, 연구기

관마다 DB구축 용어와 기준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기관

별 DB구축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갈등지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지치단체까지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갈등원인을 이

익, 가치갈등에서 자원, 권한, 정책갈등으로도 구분하고 있다. 갈등영역 역시 연구기관마

다 6∼10개까지 다양하며, 갈등해결방법 역시 서로 다른 방식의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기관별로 갈등DB 자료의 활용성이 다소 미흡하다. 보통 갈등DB 자료를 분

석하여 연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로 발표하거나 공개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국대 분쟁해

결연구센터와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갈등DB 결과를 연구논문 

형식으로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행정연구원, 공존협력연구소는 갈등DB결과

를 연구논문이든 보고서든 발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갈등DB의 활용성

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11) 다섯째, 갈등DB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연구기관마다 구축하고 있는 갈등DB 자료는 기본적으로 언론기사나 연구

자료 등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2차 자료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 하더라도 DB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DB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도 미흡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갈등DB 자료는 

근본적으로 언론보도 자료 등 2차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

다. 또한 공공갈등의 경우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대응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 그 자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갈등규모가 작거나 언론의 관심이 적은 갈등사례의 경우 자칫 언론에 노출이 되

지 않은 경우도 많고, 특히 지역간 갈등의 경우 지역 언론기관 마다 입장차가 크게 나타

나는 경우가 발생해 갈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1) 갈등DB 자료의 활용성이 미흡한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갈등DB 구축의 

목적, 활용범위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한국행정연구원과 같이 조직자체의 연구비를 

통해 DB를 구축하는 경우 자체 갈등경향성이나 연구 등을 향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DB자료 공개에 소극적이다. 공존협력연구소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갈등DB를 구축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시작되어 향후 DB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DB활용

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DB활용이 미흡한 또 다른 이유는 류도암 등(2015)이 언급한 갈등DB자

료의 무임승차의 문제, 정보공유의 문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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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의 갈등DB 구축 수준은 실제 갈등예방 및 해결에 정책적으로 활용하

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물론 갈등DB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기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갈등DB를 구축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나 연구자들이 이론적･정책적 차원에서 공공

갈등 DB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갈등DB 구축수준은 개선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논의한 우리나라 4개 연구

기관(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한국방송통신

대 공존협력연구소)의 정책갈등 DB 구축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갈등DB 구축방법의 주요특징

DB 분류기준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DB
정부간관계연구소-
공공정책 갈등DB

공존협력연구소-
갈등지도 DB

사례선정 기준여부 △ ○ △ △

갈등지역 △ ○ △ ○

갈등지속기간 △ ○ ○ ○

갈등원인(성격) ○ ○ ○ △

갈등주체(당사자) ○ ○ △ △

갈등유형(영역, 주제) ○ △ ○ △

갈등의 강도 × ○ △ ×

갈등해결방법 × ○ ○ ×

사례수집기간 ○ ○ ○ ○

갈등사례 수 ○ ○ ○ ○

DB공개여부 ◐ ◐ ◐ ◐

갈등코드북 여부 ○ ○ ○ ○

갈등코드북 공개여부 ● ● ● ●

DB구축 비용 자체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DB 활용 방향 자체 참고자료
DB자료공개, 

연구자료, 
DB자료 공개, 

연구자료
DB자료공개,
갈등동향 파악

 범례: ○: DB 코드화 가능, 존재(공개), △: 간략설명, 코드화 불가능, ×: 없음 또는 설명없음, ◑: 부분공개, ●: 비공개

Ⅳ. 국외 갈등DB 구축현황 분석

갈등DB(conflict database)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갈등의 발생과 확산과정,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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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관리의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는 것이다(Furnkranz et al., 1997). 앞서 선행연구에

서 기술하였듯이 외국의 많은 갈등DB가 국제분쟁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국외 갈등DB 구축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의 많은 갈등DB자료를 

검색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외 갈등DB들이 문헌을 통해 존재 유무 정도만 확인할 수 있

으나, 실제 홈페이지 접속이나 DB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DB자료는 매우 제한

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공공갈등이면서, 갈등DB 구축과

정 및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된 DB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다소 부합

하는 갈등DB가 ①독일의 KOSIMO 갈등DB, ②아프리카 사회갈등 DB(Social Conflict in 

Africa Data: SCAD), ③유럽의 시위 및 진압 갈등DB(European Protest and Coercion 

Data: PCD)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KOSIMO 갈등DB는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국내갈등, 국제갈등, 전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프리카 사회갈등DB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폭력적･비폭력적 모든 갈등을 포함하고 있고, 유렵의 시위 및 진압 

갈등DB는 유럽 국가들의 국내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3개의 갈

등DB(①KOSIMO 갈등DB, ②SCAD 갈등DB, ③PCD 갈등DB)를 ①갈등DB의 내용, ②갈

등DB의 구축과정, ③갈등DB의 구축방법을 각각 분석기준으로 해서 갈등DB 구축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KOSIMO 갈등DB 구축현황 분석

1) KOSIMO 갈등DB의 내용 

KOSIMO 갈등DB와 가장 비교와 언급이 많이 되는 DB가 CONFMAN 갈등DB13)인데 

12) 대표적인 국외 공공갈등 DB로는 스웨덴 Uppsala대학교의 평화와 분쟁연구소의 ‘분쟁데이터 프로

그램(The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CDP)’(www.pcr.uu.se/research/ucdp)와 미국 

Oregon주립대학교 물과 유역연구소의 ‘국가간 담수지역 분쟁DB(The Transboundary Freshwater 

Dispute Database: TFDD)’(www.transboundarywater.orst.edu)이 있다. 스웨덴 Uppsala대학교의 

‘분쟁데이터 프로그램(UCDP)’는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분쟁정보를 다루고 

있고, 분쟁유형은 ①전쟁과 분쟁, ②비국가분쟁/일방적 폭력, ③평화협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

다. 이에 반해, Oregon주립대의 ‘국가간 담수지역 분쟁DB(TFDD)’는 1948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 

물 관련 분쟁자료로 ①공간 데이터셋, ②국제 데이터셋, ③미국 데이터 셋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갈등DB는 DB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지 못하다. 자세한 내

용은 권경득 외(2016)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13) CONFMAN 갈등DB는 국제적 갈등에 있어서 성공적이거나 성공하지 못한 다양한 갈등관리 노력들

의(conflict management attempts)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Bercovitch & Langley, 1993). 이 갈등

DB는 뉴질랜드, Christchurch의 Canterbury대학의 정치학과 Jocob Bercovitch 교수에 의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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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OSIMO 갈등DB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KOSIMO 갈등DB는 독일

의 Heidelberg 대학의 정치학연구소(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에서 개발되었다. 

KOSIMO 갈등DB는 국가차원에서 최소 하나의 행위자가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갈등의 

사례에 대한 DB이다. KOSIMO 갈등DB는 1482년부터 1990년까지 1,400여개의 갈등데

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각 갈등사례는 51개의 속성으로 코드화되어 있고, 그 중 27개(①

정치제도특징, ②정치 및 경제개발, ③갈등이슈, ④제3자의 반응, ⑤성과 등)의 변수로도 

기술되어 있다(Rodic, Penzar, & Srbljinovic, 2003). 

2) KOSIMO 갈등DB 구축과정

KOSIMO 갈등DB는 이전의 연구프로젝트들의 데이터베이스(Butterworth(1976), Brecher 

et al.(1988), Wikenfeld et al.(1988), Gantzel & Meyer-Stamer(1986), Holsti(1983))를 통합

하거나 확장한 것이다. 각 갈등사례는 갈등의 강도(level of intensity)는 4개(①잠재된 갈등

(latent conflict, ②위기(crisis), ③심각한 위기(severe crisis), ④전쟁(war)) 중에 하나로 구분

하고 있다. 이 갈등DB는 매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on-line으로도 발행한다. KOSIMO 

갈등DB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1482∼1945년까지의 갈등과 전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전쟁이 아닌 갈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각 갈등의 특성변수들이 부분적으로 이용가능하다(KRIEGE 

table). 

② 1945∼1990년까지 400개 이상의 군사쿠데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PUTSCH table).

③ 1945∼1990년까지 국내갈등 및 국제갈등, 군사쿠데타 없는 전쟁 등 547개의 갈등

이 포함되어 있다(NONPUTSCH table). 

3) KOSIMO 갈등DB 구축방법 

KOSIMO 갈등DB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발생한 분쟁들을 DB로 만든 것으로 독일어

로 되어 있는데 Furnkranz et al.(1997)가 영어로 번역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영어로 

되었다. CONFMAN 갈등DB는 1945년 이후 241개의 분쟁으로부터 921개의 갈등관리 노력들을 설

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분쟁은 33개의 특성으로 구분되어 기술되어 있고, 12개의 추가적인 

특성으로 갈등관리 노력들이(conflict management attempts) 포함되어 있다. 모든 속성변수들이 

명목척도로 되어 있다. 이 갈등DB는 성공적인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많은 통계적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다(Bercovitch et al., 1991; Bercovitch & Houston, 1993; 

Bercovitch & Lamare, 1993; Bercovitch & Langley, 1993; Bercovitch & Well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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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갈등DB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OSIMO database는 갈등유형 구분을 다음과 같이 20가지 정도: ①갈등개요, ②갈등관

측 수, ③갈등시작 및 종결연도, ④갈등지속기간, ⑤갈등강도, ⑥갈등범위, ⑦정치시스템 

형태, ⑧갈등영향력 범위, ⑨지역적 위치, ⑩참여자수, ⑪갈등촉발자의 사용수단, ⑫갈등

당사자의 사용수단, ⑬제3자의 사용수단, ⑭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동, ⑮갈등당사자들의 

행동, ⑯갈등쟁점, ⑰군사적, 영토적, 정치적 성과, ⑱갈등해결 형태, ⑲힘, 전통, 문화, 

종교, 이념, 경제개발, 정치 차이의 정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

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KOSIMO 갈등DB 구축기준

DB분류기준 DB형태 용도 DB설명
NAME 문자 none 갈등에 대한 짧은 문자적 설명

OBSERVATION 숫자 none NOPUTSCH(비쿠데타) DB에 저장된 사례의 관측 수
BEGINN, ENDE 숫자 none 갈등의 시작연도, 종결연도

DAUER 숫자 out 갈등지속기간, (갈등시작연도-종결연도)
INTENS 숫자 out 갈등강도(conflict intensity) 정도

SYSTEMEBENE 상징 in 갈등의 범위(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POLSYST(1,2) 서열 in 갈등당사자들의 정치시스템 형태
EINFLUSSB 상징 in 갈등의 영향력 범위
OEKPOLNS 상징 in 갈등의 북/남 배열

REGION 상징 in 갈등이 발생한 지리학적 지역
ANADIRBET 숫자 in 직접 참여한 사람의 수

INSTINI 계층, 리스트 in 갈등촉발자가 사용한 수단(instrument)
INSTBETR 계층, 리스트 in 갈등당사자가 사용한 수단

INSTEXTBET 서열 in 제3참여자가 사용한 수단
VERHHEGE 계층 in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동

VERHZWSTAT 계층 in 갈등당사자들의 행동
GUETER 계층, 리스트 in 갈등쟁점

ERGEBNISM 서열 out 군사적 성과
ERGEBNIST 서열 out 영토적 성과

ERGEBNISHP 서열, 리스트 out 정치적 성과
LOESUNG 계층 out 갈등해결의 형태

MACHTDIFF 상징 in 힘의 차이 정도
TRADDIFF 상징 in 전통의 차이 정도
KULTDIFF 상징 in 문화의 차이 정도
RELIDIFF 상징 in 종교의 차이 정도
IDEODIFF 상징 in 이념의 차이 정도
ENTWDIFF 상징 in 경제개발의 차이 정도
POLSTRUK 상징 in 정치체계의 차이정도
SUMMDIFF 서열 in 차이의 종합

 출처: Furnkranz et al.(19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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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리카 사회갈등 DB(SCAD) 구축현황 분석

1) SCAD 갈등DB의 내용

아프리카 사회갈등 DB(Social Conflict in Africa Database: SCAD)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에 대해 뉴스자료를 종합한 DB 자료

이다(Salehyan et al., 2012).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계층갈등, 종족

갈등, 종교갈등 등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잠재된 긴장상태는 비폭력적 시위, 폭력

적 시위, 정부당국과의 군사적 충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갈등을 유형구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갈등은 이론적으로 폭 넓은 개념임에도 불

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갈등연구는 주로 조직적, 국가에 대항하는 조직적이고 무장

된 반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여기에는 계량적인 국가간 갈등 연구(Buhaug & Rod, 

2006; Collier & Hoeffler, 2002; Elbadawi & Sambanis, 2000; Hendrix & Glaser, 2007)

도 있고, 특정갈등 연구에 대한 질적인 연구도 있다(Collier & Sambanis, 2005). 

2) SCAD 갈등DB 구축과정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들을 파악하기 위해 아프리카 사회갈등 DB(SCAD) 

연구진들은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와 프랑스통신사(Agence France Presse: 

AFP) 뉴스망을 기본으로 하여 Lexis-Nexis Academic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국가는 인구 1백만명 이상의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P와 

AFP통신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은 영어와 프랑스어가 포함되고 신문기사의 질과 완성

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이다. 물론 사회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함에 있어서 온라인 

자료들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역뉴스자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지역뉴스자료들은 

단점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많은 신문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균등하지 않는 

신문관할 범위,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에서의 뉴스의 부정확성 문제, 국가간 갈등에 

대한 편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서 AP와 AFP를 활용하는 것은 일

관성있는 언론보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이들 통신사들의 뉴스작성은 주로 비상근 통신

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번의 사전조사 이후 자료검색란에 주요 검색어로 ‘항의(protest)’, ‘폭동(riot)’, 

‘파업(strike)’, ‘폭력(violence)’, ‘공격(attack)’의 다섯 단어로 검색을 하였다. 검색결과 

하루에도 수천 건의 뉴스기사가 검색되어 사회갈등을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Hug, 

2003). 따라서 의미있는 사회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다수의 참여자, ②폭동의 심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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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③정치적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의 사건 등 큰 규모의 사회갈등들은 검색하였으며 결

국 1990년부터 2010년까지 7,200여개의 사회갈등을 파악하였다. 최종 사회갈등이 많은 

국가로는 나이지리아(977개), 남아프리카(845개), 소말리아(457개)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갈등이 적은 나라로는 모리셔서(8개), 잠비아(11개)로 나타났다. 

3) SCAD 갈등DB 구축방법

아프리카 사회갈등DB(SCAD)는 개별 갈등사례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회갈등은 하

루에서 몇 주 또는 몇 개월 지속되었다. 갈등사례를 DB화하기 위해 ①갈등의 참여자, 

②갈등대상, ③갈등쟁점 등을 결정하였다. 만약 갈등이슈, 갈등참여자, 갈등대상이 같은 

것이고, 시간에 따라 지속되는 경우는 하나의 갈등사례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갈등사례를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3(66%)정도가 일치

하는 것을 나타났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규모가 작은 갈등이고 갈등사례의 이야

기가 맥락이 다른 경우였다. 아프리카 사회갈등DB(SCAD)는 갈등의 시작과 종결 날짜를 

제공한다. 또한 갈등이 결과를 다음과 10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① 조직적 시위(organized demonstration): 공식적인 단체나 조직에 의해 계획된 집단

행동

② 돌발적 시위(spontaneous demonstration): 공식적인 조직이 없는 대규모 시위

③ 조직적 폭동(organized riot): 공식적인 단체나 조직에 의해 계획된 폭동. 참여

자들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상처나 피해를 입히는 의도를 가짐

④ 자발적 폭동(spontaneous riot): 공식적 조직이 없는 폭동

⑤ 총파업(general strike): 모든 또는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는 노동 파업

⑥ 제한적 파업(limited strike): 한 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파업

⑦ 친정부 폭력(pro-government violence): 정부에 의해 촉발되는 개인이나 단체

의 탄압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인들에 의한 폭력

⑧ 반정부 폭력(anti-government violence): 비교적 영속적인 민병대에 의한 정부

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⑨ 정부외 폭력(extra-government violence):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민병대 집단이 

관련된 폭력, 주로 민변대나 범죄집단과 관련된 폭력

⑩ 정부내 폭력(intra-government violence): 정부 내에서 두 무장단체들 간의 분

쟁(폭동이나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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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평화적인 시위에서 폭력적인 폭동(riots)으로 악화되는 것을 갈등확산(escalation)

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사회갈등DB는 참여자(actors)와 대상(targets)을 구체적으로 구분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직화된 갈등(organized events)은 ‘아프리카 국가 의회(African 

National Congress)’라는 참여자로, 비조직화된 갈등(unorganized events)는 일반적 참여

자(generic actor)로 ‘학생(student)’ 등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 사회갈등DB(SCAD)는 참여자

수(number of participants)와 사망자수(number of death)를 포함하고 있다. 진압

(repression)은 국가가 진압활동을 시도하였는지의 여부와 진압으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한다. 갈등발생지역(event location)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어떤 갈등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갈등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위도와 경도를 포함한 공간정보는 갈등지역을 실제 지도에 

표시하거나 공간분석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갈등지도는 갈등의 빈도와 갈등의 지역의 

강도를 표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표 5> 아프리카 사회갈등(SCAD) 갈등DB 구축기준

갈등번호 1610057 6250187

국가명 토고(Togo) 수단(Sudan)

시작일 2005년 2월 7일 2008년 3월 1일

종료일 2005년 2월 7일 2008년 3월 1일

갈등형태 돌발적 시위 정부외 폭력

갈등확산 없음 없음

참여자 학생들 Misseriya부족

갈등대상 중앙정부 수단인민해방운동

중앙정부 대상? 예 아니오

지방정부 대상? 아니오 아니오

참여자 수 101∼1,000명 알수 없음

사상자 0 78

진압 치명적이지 않음 없음

갈등지역 Lome Abyei

지역형태 수도권도시 지역/지방

갈등쟁점1 선거 민족(종족)문제/ 차별

갈등쟁점2 설명
인권, 민주주의: Eyadema장군 사후 
Gnassingbe 대통령 취임반대 학생들 
항의시위

경제적 자원/재산: 유랑민 Arab Misseriya족과 
남부수단의 지배하는 전반란군 간의 충돌, 
이갈등은 석유를 둘러싼 갈등임

 출처: Salehyan et al.(2012: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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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쟁점은 다음과 같이 1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①선거, ②경제, 일자리, ③음식, 물, 

생존, ④환경악화, ⑤인종차별, 민족갈등, ⑥종교 차별, ⑦교육, ⑧외교문제, ⑨국내 전쟁, 

폭력, 테러리즘, ⑩인권, 민주주의, ⑪친정부적, ⑫경제적 재원/자산, ⑬기타, ⑭모름, 불

분명). 최종적으로는 갈등의 사건을 간략하게 기술(description)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하는 사람들 간의 서로 상호 체크하게 하여 신뢰성을 높이

고 상호간의 합의되는 부분만을 최종코딩하게 한다. 아프리카 사회갈등DB(SCAD)의 DB

구축사례를 견본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Salehyan & Hendrix(2014)의 

“Social Conflict in Analysis Database: Codebook and Coding Procedures”

(www.strausscenter.org/scad.html)를 참고하길 바란다. 

3. 유럽 시위 및 진압 DB(PCD) 구축현황 분석

1) PCD 갈등DB의 내용

유럽의 시위 및 진압 갈등DB(European Protest and Coercion Data: PCD)는 1980∼

1995년까지 (5,844일)의 유럽 내의 국내갈등(domestic conflict)에 대한 갈등자료를 새로

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집한 갈등DB 자료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연구비와 Kansas대학의 일반연구비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갈등

자료를 코딩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Watson도서관의 직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갈등

자료는 유럽의 28개 국가별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코딩화된 갈등자료는 web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파일의 형식은 Excel 파일 형식

인 ‘xls’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텍스트파일(txt)과 ASCII파일 역시 이용가능하다. 갈등 

codebook 역시 Microsoft Word 2000과 ASCII파일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 PCD 갈등DB 구축과정

유럽의 시위 및 진압 갈등DB(PCD)는 모든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모든 시위(protest)와 

진압관련 갈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코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아주 사소한 갈등사례

는 포함되지 않는다. 진행 중인 갈등 예를 들어, 파업, 점령(occupation), 단식투쟁

(hunger strike), 농성(vigils) 등이 매일 기록된다. 갈등이 발전되어 시위가 되었을 때 각

각의 내용을 분리해서 코딩한다. 예를 들어, 집회(rally) 참여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과 종교집회에 참석하여 데모하는 경우는 각각 분리해서 코딩한다. 동시에 시위와 파업

의 미래 계획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코딩화하지 않는다. 갈등이 발생한 날짜와 갈등지역

http://www.strausscenter.org/scad.html


128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도 갈등DB에서 기록한다. PCD 갈등DB는 경제적 갈등(economic conflict)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1980년대에는 공산주의 국가였고, 1980∼1995년까지 많은 

기업들이 국가소유의 국영기업이었다. 따라서 정치와 관련된 경제적 파업이나 시위 등

은 당연히 갈등DB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PCD 갈등DB는 기존의 갈등DB와는 다르게 코딩주기가 기본적으로 매일을 단위로 해

서 코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각 갈등사례에 대해 매일의 갈등상황을 코

딩한다. 갈등을 코딩하는 여러 사람(coder)들은 동일한 갈등사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코딩결과를 서로 비교한다. 이런 갈등DB 코딩방식은 하루에도 많은 갈등사례들

을 코딩할 수 있다. PCD 갈등DB자료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매일 서로 다른 국가들의 다

양한 갈등에 대해 횡단면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횡단면적 자료는 

매일 매주 다양한 갈등빈도를 설명할 수도 있다. 엑셀자료의 단순한 빈도수 확인은 얼마

나 많은 갈등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다만 갈등

사례가 없는 날에는 ‘0(zero)’로 표시한다. 

3) PCD 갈등DB 구축방법

유럽의 시위 및 진압 갈등DB(PCD)는 갈등사례를 사람에 의한 코딩방법이 아닌 

‘KEDS’라는 프로그램에 근거한(machine-assisted coding) 코딩방식을 취하고 있다. 먼

저 KEDS 프로그램(machine-assisted code)을 통해 코딩한 다음, 이 자료를 엑셀 스프레

드시트(Excel spreadsheet)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PCD 갈등DB는 국가별로 갈등사

례를 전담하여 코딩하는 사람(coder)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전담으로 코딩하는 사람

(coder)은 해당 국가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딩하는 사람

(coder)이 본인이 맡은 해당 국가의 갈등과 관련된 많은 정보(시위조직, 정부의 진압수

준, 중요한 갈등쟁점 등)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PCD갈등DB 분

류기준은 기존의 갈등DB와 비교하면 분류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 DB분류기준은 크게 

24개 정도(①갈등날짜, ②주별요일, ③갈등행동, ④시위자형태, ⑤국가 및 시위목표, ⑥

대상 및 국가기관, ⑦갈등개요, ⑧국가이름, ⑨갈등발생지역, ⑩갈등쟁점, ⑪갈등사건기

록, ⑫갈등발생기간, ⑬시위자규모, ⑭체포된 시위자수, ⑮부상자수, ⑯사망자수, ⑰재산

피해여부, ⑱공권력수준, ⑲부상경찰관수, ⑳사망경찰관수, ㉑시위조직이 조직력수준, 

㉒공권력의 조직력 수준, ㉓갈등사례 출처, ㉔출처날짜, ㉕갈등행동의 유형 등)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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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럽 시위 및 진압 갈등(PCD) 갈등DB 구축기준

 출처: Codebook for EPCD(http://web.ku.edu/∼ronfraud/data)(2017년 3월 현재).

DB분류기준 주요내용

갈등날짜 Event date

주별요일 Day of the week

갈등행동 Action, i.e., type of protest, strike or coercive act

시위자 형태 Protester, i.e., group or type

국가 및 시위목표 State or protest target

대상 및 국가기관
Target or government agent, e.g., police, court, ministry, military, 
company or organization

갈등개요 Event, a description of the protest or repressive event

국가이름 Country

갈등발생지역
Location, the town, city, or region where the event took place; if it was in 
many cities, then we code it as the whole country

갈등쟁점 Issue, grievance topic of the protesters or the state

갈등과 관련된 사건기록

Link date, i.e., a previous date connected to the event that aid 
understanding, e.g., an anniversary of an historic event, a trial related to 
an arrest date, an action connected to a previous warning or the 
imposition of a major change such as martial law

갈등발생시간
Time, i.e., the time an event occurred, started and stopped if reported; 
we coded it in 24-hour time (7:00 pm = 19:00)

시위자 규모 Number of protesters

체포된 시위자 수 Number of protesters arrested

부상당한 시위자 수 Number of protesters injured

사망한 시위자 수 Number of protesters killed

재산피해 여부 Property damage (dichotomous—yes or no)

갈등에 관여한 공권력 수준 State force involved in the conflict

부상당한 경찰관 수 Number of state force injured

사망한 경찰관 수 Number of state force killed

시위조직의 조직력 수준
Organizational strength of protesters, i.e., probable mobilizable strength 
based on membership data

국가공권력 조직력 수준
Organizational strength of the state (in non-democratic regimes only)—
mobilizable police, military, party forces

갈등사례의 출처 Source of the story

갈등사례의 출처날짜 Date of story source

갈등행동의 유형

accede, adaptation, agreement, appeal, arrest, arson, assassination, 
assault, attack, beating, blockade, bomb, boycott, break in, cancel, 
censor, closure, convict, curfew, civil disobedience, commitment, 
confiscate, confrontation, convoy, coup, declare, demonstration, 
deployment, deport, destroy, disband, dismiss, disrupt, escape, exit, 
exclusion, expulsion, extort, extradite, fight, fine, force, general strike, 
gunfight, harass, hide, hijack, hostage, hunger strike, impeachment, 
lockout, march, martial law 등 97개



130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Ⅴ. 갈등DB 구축방법의 국제비교

1. 국외 갈등DB 비교기준 설정

앞서 논의한 외국의 갈등DB(①KOSIMO 갈등DB, ②SCAD 갈등DB, ③PCD 갈등DB)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갈등DB와 

국내 기관들의 갈등DB와 비교 가능하도록 기존의 분류기준 11개(①갈등사례 선정기준, 

②갈등지역, ③갈등지속 기간, ④갈등쟁점(원인), ⑤갈등주체(당사자), ⑥갈등유형(영역, 

주제), ⑦갈등의 강도, ⑧갈등해결방법, ⑨갈등사례수, ⑩DB공개여부, ⑪갈등코드북 존재

유무)에다 1개(⑫주요 특징)를 추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 갈등DB 구축방법의 국제비교

앞서 논의한 외국 갈등DB 분류기준에 따라 갈등DB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사례 선정기준을 비교하면, KOSIMO 갈등DB은 주로 계층갈등, 종족갈

등, 종교갈등 및 군사적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SCAD갈등DB과 PCD 갈등

DB은 모든 분쟁 및 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갈등사례 선정과 관련해서는 각각

의 갈등DB들이 구체적인 기준들을 갖고 있다. 둘째, 갈등지역을 비교하면, KOSIMO 갈

등DB와 PCD 갈등DB는 유럽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상을 하는 반면, SCAD갈등

DB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갈등지속기간을 비교하

면, 세 가지 갈등DB 모두 갈등발생시점, 갈등종결시점, 갈등지속기간이 정확히 파악되

도록 설계되어 있다. 넷째, 갈등쟁점을 비교하면, KOSIMO 갈등DB는 10개, SCAD 갈등

DB는 14개, PCD 갈등DB는 20여개로 최근에 구축한 갈등DB일수록 갈등쟁점을 세분화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갈등주체를 비교하면, KOSIMO 갈등DB와 SCAD 

갈등 DB, PCD 갈등DB 모두 구체적인 갈등주체(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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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갈등DB 구축방법의 국제비교

DB 분류기준
KOSIMO 
갈등DB

SCAD
갈등DB

PCD
갈등DB

갈등사례 선정 기준
계층, 종족, 종교 갈등, 

군사적 분쟁
모든 분쟁갈등 모든 갈등

갈등지역 유럽국가 아프리카국가 유럽국가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발생/종료시점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갈등지속기간

발생/종료시점
갈등지속기간

갈등쟁점
(원인)

10개 14개 20여개

갈등주체
(당사자)

모든 당사자 모든 당사자 모든 당사자

갈등유형(영역, 주제) 20개 10개 10개

갈등의 강도
갈등지속기간, 영향력, 
참여자 수 등 구체적

갈등지속기간, 참여자수, 
사상자 등 구체적

참여자수, 부상자, 사상자 수 
등 매우 세부적

갈등해결방법 및 행위 15개 10개 50개

갈등사례 수집기간 1482∼1990년 1990∼2010년 1980∼1995년

갈등사례 수 1,400개 7,200개 5,844개

DB공개여부 확인 안됨 공개 공개

갈등코드북 존재 유무 확인 안됨 유 유

주요특징 ∙가장 오래된 갈등DB 자료
∙갈등쟁점을 1∼2개로 구분하
여 구체적으로 기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DB구축
∙갈등유형구분의 세분화

여섯째, 갈등유형 구분을 비교하면, KOSIMO 갈등DB는 20개, SCAD 갈등DB는 10개, 

PCD 갈등DB는 10개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갈등내용과 성격에 따라 갈등유형 구분하는 

방식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갈등의 강도를 비교하면, KOSIMO 

갈등DB는 갈등지속기간, 갈등의 영향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SCAD 

갈등DB와 PCD 갈등DB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상자 수, 사상자 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덟째, 갈등해결방법 및 갈등행동을 비교하면, KOSIMO 갈

등DB는 15개, SCAD 갈등DB는 10개, PCD 갈등DB는 50개로 PCD 갈등DB가 보다 세분

화하고 있다. 아홉째, 갈등사례 수집기간을 비교하면, KOSIMO 갈등DB는 1482∼1990

년까지 500년 이상 상당히 오랜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SCAD 갈등DB와 PCD 

갈등DB는 198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의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열 번째, 갈등사례수와 갈등DB공개여부를 비교하면, KOSIMO 갈등DB는 1,400여개, 

SCAD 갈등DB는 7,200여개, PCD 갈등DB는 5,844개이다. 또한 KOSIMO 갈등DB는 공

개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SCAD 갈등DB와 PCD 갈등DB는 공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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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갈등코드북 유무와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KOSIMO 갈등DB는 역시 

갈등코드북 유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500년 이상의 비교적 오랜기간의 갈등을 

DB화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SCAD 갈등DB는 갈등코드북이 존재하고 갈

등쟁점을 간략하게 또한 상세하게 기술하는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PCD 갈등DB의 경

우는 KED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갈등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갈등코딩 

방식이 기존의 어떤 갈등DB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자료를 재가공･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의 주요 갈등DB 구축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

라 갈등DB 구축 및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DB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등 심도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4개 기관의 갈등DB 구축현황을 분

석하였다. 또한 갈등DB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의 KOSIMO 갈등DB, 아프리

카 사회갈등(SCAD) DB, 유럽 시위 및 진압갈등(PCE) DB를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갈등DB(4개)와 외국 갈등DB(3개)의 비교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갈등DB 구축 및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갈등DB는 주로 공공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 갈등DB는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들의 사회

갈등이나 국제분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의 경우 국가단위를 기준

으로 해서 갈등연구가 진행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갈등DB의 초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둘째, 갈등DB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갈등DB들은 갈등DB별로 대동소이하여 차별화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 갈등DB가 상당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갈

등DB 역시도 각기 다른 갈등사례를 DB화 하는 등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갈등DB도 갈등DB 구축시 나타나는 일반화의 문제 등 DB 구축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갈등DB연구는 갈등유형 구분의 일반화의 문제와 정보손실 문제를 주

요 연구대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갈등DB 구축 및 활용 연구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갈등유형 구분에 따른 일반화의 문제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마지막으

로, 갈등DB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기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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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있는 갈등DB 자료는 기본적으로 언론기사나 연구자료 등 2차 자료에 의존하

고 있는데, DB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DB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도 미흡하다. 따라서 DB자료의 구축과정, 구축방법, 검증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갈등DB 구축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DB 구

축시 갈등코드북을 공개하여 갈등DB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의 갈등DB들은 갈등

DB 구축시 코드북(codebook)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외국 갈등DB들은 코드북을 

공개하고 있어서 갈등사례들이 어떻게 코드화되는지 알 수 있는 등 보다 갈등DB의 투명

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코드북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수정된 

코드북을 첨부하고 있다. 둘째, 갈등DB의 코딩방식을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도

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갈등DB를 코딩하는 경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람이 코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 

최근 들어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코딩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

도들을 하고 있다. 셋째, 갈등DB 유형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

우 연구기관별로 갈등DB를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통상 8∼10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외국의 갈등DB의 경우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30여 개로 분류유형 구분

이 세분화 되어 있다. 최근의 외국 갈등DB를 보면 유형구분이 보다 다양화･세분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국내 갈등DB 자료 공개와 활용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갈등DB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갈등DB 자

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갈등DB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

기 위해 갈등DB 자료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

다. 이와 같이 DB자료의 공개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DB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

고할 수 있고 DB자료의 품질도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축된 갈등DB 자료

를 토대로 다양한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기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갈등DB를 구축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정부나 연구자들이 공공갈등 DB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현재의 갈등DB 수준은 개선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갈등DB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의 모색하려는 많

은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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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nstructing Conflict Databases and 
th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Dong-Jin Lim & Jong-Seol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foreign and domestic conflict databases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constructing and doing research with conflict databas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s conflict database from four academic institutions in 

Korea with three foreign conflict databases (KOSIMO, Germany; SCAD, Africa; and PCD, 

Europe). The research implications a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conflict 

databases in Korea are mainly focused on public conflicts inside Korea, foreign conflict 

databases target social conflicts and international disputes in African and European countries. 

Second, each conflict database in Korea needs to be differenti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blems of generalizability occurring in the field of conflict databases in depth.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diverse methods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nflict 

databases. Fifth, the transparency of database references should be improved by opening the 

code book of conflict databases. Sixth, it is necessary to searching diverse coding methods using 

new computer programs in database coding conflicts. Seventh, the categories of conflict type 

need to be further subdivided. Eigh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penness and utilization of 

conflict data. Finally, more detailed construction and active utilization of conflict databases can 

improve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in Korea.

【Keywords: Conflict database, Construction of databases, International Comparison】


